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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에서 다운타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2억 

달러의 자금 지원 계획 발표  

   

소규모 및 시골 다운타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새로운 1억 달러 규모의 NY Forward 

프로그램  

   

메트로폴리탄 중심부인 다운타운 지역을 계속 지원하기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6차 라운드 개시  

   

Greater Jamaica Development Corporation가 자메이카의 다운타운 재생 이니셔티브 

상을 지원하여 1,100만 달러의 새로운 공동 작업 공간 개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를 위해 

2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규모의 시골 지역 사회를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NY Forward 및 주정부의 성공적인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의 6차 라운드. 두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브로슈어도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퀸즈 주 자메이카에서 자메이카의 이전 DRI 상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Greater Jamaica Development Corporation이 York College와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하는 1,1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공동 작업 공간인 Greater 

Nexus의 준공식에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다운타운은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의 

핵심이자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은 기업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이러한 

공간에서 르네상스에 불을 붙였고, 저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다운타운를 성장시키면서 뉴욕의 더 작고 시골 지역 사회가 한때 

번화한 마을과 마을로 돌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새로운 프로그램인 NY 

Forward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Antonio Delgado 부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RI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역의 

다운타운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NY Forward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소규모로 때로는 잊혀져 가는 커뮤니티로 확장시켜 그들의 

활력을 되찾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뉴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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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좋은 다운타운 지역을 되살리고, 우리의 작은 빌리지와 마을들의 매력을 회복시킬 

것이며, 경제 제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DRI는 2016년 주 전체 10개 지역의 다운타운과 인접 지역의 활성화를 가속화하고 

강화하여 증대된 지역 투자를 위한 활동 중심 및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HCR),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의 지원을 받아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가 주도하는 DRI는 

전략적 계획과 즉각적인 구현을 결합하는 전례 없는 혁신적인 "계획 후 행동" 전략을 

대표합니다. 주지사는 올해 DRI에 두세 개의 공동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상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DRI는 처음 5차 라운드에 걸쳐 59개 

지역사회에 총 6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올해 예산의 일부로 DRI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NY Forward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제정된 주 예산에서 1억 달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이 혁신적인 

새 프로그램은 뉴욕의 더 작고 시골 지역 사회에 더 공평한 다운타운 복구를 지원할 

것이며, 마을과 빌리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NY Forward는 소규모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DRI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도시 중심부와는 다른 느낌과 매력을 

가진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IS와 마찬가지로, DOS와 배정된 컨설턴트는 계획 및 기술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NY 

Forward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각 REDC가 

수상자를 지명합니다. 그러나 NY Forward는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구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 구축 워크샵과 컨설턴트의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한 NY Forward는 각 지역에 대해 450만 

달러의 상금을 2회 지급하거나 450만 달러의 지원금과 225만 달러의 지원금 2회 

지급하는 등 두 가지 지원 옵션을 제공합니다. DRI와 NY Forward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오늘 주지사님께서 배포한 새 브로슈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NY Forward 신청은 이달 말에 시작되며 수상자는 올해 말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obert J. Rodriguez 국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타운에서 가장 작은 

빌리지까지, 우리의 커뮤니티 센터와 허브는 각각 고유한 특성과 요구를 가진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지사는 우리 주의 작은 다운타운의 필요와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NY Forward와 함께 응답하여 39개 및 DRI와 같은 모든 지역사회가 뉴욕 전역에 

펼쳐지는 소중한 다운타운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 창출은 지역사회가 기업과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를 갖추도록 보장하는 현명한 경제 개발 전략을 의미합니다. 뉴욕은 주정부의 

투자를 통해 퀸즈 남동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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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Greater Nexus 공동 작업 공간은 이러한 투자를 

활용하여 기업가, 스타트업 및 프리랜서가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저렴한 작업 

공간을 조성하여 향후 몇 년 동안 자메이카의 다운타운 활성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뉴욕시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New York Cit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 위원장인 Winston Fisher 피셔 브라더스(Fisher Brothers) 파트너와 

뉴욕 시립 대학(City University of New York) 학장인 Félix V. Matos Rodríguez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reater Jamaka Development Corporation의 Greater Nexus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부양하여 사우스이스트 퀸즈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NYCREDC는 Greater Nexus 공동 작업 공간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공간은 중소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메이카 

다운타운의 활성화를 지원할 일자리와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작업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Hochul 주지사의 지속적인 경제 개발 계획들의 성공에 기반하며, 이 

계획들은 뉴욕의 지역사회를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하는 

번영하는 지역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과 NY 

Forward 프로그램을 통한 2억 달러의 투자는 보다 공정하고 경제적으로 활기찬 

다운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이미 진행 중인 노력을 보완하고 양질의 저렴한 주택과 시골 

및 도시 지역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파트너 및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뉴욕 시내에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Gregory W. Meeks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 뉴욕 제 5의회 선거구에 

있는 이 공동 작업 공간에서 준공식을 거행한 Hochul 주지사님을 칭찬합니다. 저는 또한 

Greater Jamaica Development Corporation가 한 놀라운 일을 직접 목격했고 그들의 

지속적인 성공을 기대합니다. 퀸즈의 자메이카는 소기업, 주민,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에게 환상적인 허브입니다. 바로 이곳 자메이카에 뉴욕주의 투자를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Leroy Comri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우리 지역의 공동체에 대한 

투자를 위한 파트너이자 촉매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NY Forward가 

제공하는 수백만 달러의 투자와 이 공동 작업 공간의 개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Greater 

Jamaica Development Corporation와 York College와 같은 기관들 간의 연계에 투자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의 소규모 기업, 기업가, 그리고 선각자들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뉴욕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협력자로서 정부를 옹호해 주신 Hochul 주지사, Justin 

Rodgers, 그리고 제 정부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Vivian Coo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팬데믹의 여파에서 계속 

벗어남에 따라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은 사우스이스트 퀸즈에서 회복, 성장 및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투자로 Hochul 주지사는 우리의 



지역 경제와 주 전체의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고 자메이카 주민들의 챔피언이 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Greater Nexus 프로젝트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주지사님과 Greater Jamaica Development Corporation에 감사드립니다."  

  

Donovan Richards 퀸즈 자치구 구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메이카는 최근 몇 년 

동안 저렴한 주택 재고에서 예술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그레이트 자메이카 개발 회사의 새로운 공동 작업 공간이 열리면서, 우리는 세대를 

위해 배당금을 지불할 더 강하고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지역사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또 다른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 중소기업은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 공간이 바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Hope Knight, GJDC, 그리고 이 날을 가능하게 해준 모든 

지역사회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Greater Jamaica Development Corporation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Justin Rodger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은 이미 자메이카 다운타운에서, 특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우리는 젊은 

기업가들이 저렴하고 유연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 

작업 환경으로 인해 Great Nexus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추가적인 혁신과 투자,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끌어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선출된 공무원들의 지원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님 감사합니다!"  

  

National Grid 뉴욕 지부장인 Rudy Wynt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National Grid는 

CleanTech Incubation Economic Development Grant 프로그램을 통해 Greater Nexus를 

지원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 및 Greater Jamaica Development Corporation과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레이터 자메이카 지역에 

혁신적인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가져올 청정 에너지 미래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퀸즈 자메이카의 89-14 Parsons Blvd에 위치한 Greater Nexus는 75-100명의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 10,000평방피트의 저렴하고 유연한 작업 공간을 갖춘 최첨단 

시설입니다. 편의 시설로는 공동 작업 공간, 회의실, 방음 전화 부스 및 콘텐츠 작성자를 

위한 팟캐스트 룸을 들 수 있습니다. 구성원은 협업 영역의 핫 데스크에서 시작하는 여러 

작업 환경, 전용 큐비클 또는 다양한 개인 사무실 크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Greater Nexus는 공동 작업 공간의 확장으로 이벤트, 교육 프로그램, 네트워킹 및 

멘토링 기회를 주최할 수 있는 대규모 모듈식 교육 공간도 제공합니다. 이 교육 공간은 

그레이터 자메이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원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은 자메이카 다운타운의 혁신과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Greater Nexus 공동 작업 공간은 뉴욕시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New York Cit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에서 추천한 1,650,000달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자본 보조금과 685,230달러의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보조금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NYCEDC 및 Capital One Bank를 통해 

Deutsche Bank Foundation 및 National Grid 및 New Market Tax Credits에 의해 추가 

자금이 제공되었습니다. Greater Nexus 공동 작업 공간은 Greater Jamaica 

Development Corporation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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